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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amily policy and parents support policy are similar in that they are both object-oriented, not function-oriented. An object-ori-

ented policy, different from a function-oriented policy, is demander-oriented in that it combines the existing policies from the 

object-perspective. Parents support policy and family policy are very similar in that they are both object-oriented policies and 

emphasize the perspective of the demanders: the parents and family. As is the case for all policies, if the ministries concerned 

with the policies are different, the projects are promoted from different delivery systems, so it is difficult to link them together. 

However, it is essential to relate the two policies because a partnership between families and schools, the subjects of the policy, 

is the basis of healthy family and a healthy society.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current family policy and parents 

support policy, and examines the necessity and possibility of relating the two policies. This analysis is meaningful in that 

it seeks consilience between the policy areas, and seeks a new demander-oriented paradigm constru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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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은 기능 심의 정책이 아니라 상

심의 정책이라는 에서 공통 이 있다. 상 심 정책은 

기존의 기능 심 정책과 달리 상이 되는 집단의 에서 

기존의 정책들을 조합하고 통합한다는 에서 수요자 심

이다.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은 상 심정책으로서 수요자

인 학부모와 가족 을 강조한다는 에서 매우 유사하다.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NRF-2011-413-350-20110028).

** 주 자․교신 자 : 이 아(E-mail : leehyun@snu.ac.kr)

그러나 정책추진의 시작과 경과, 주체의 측면에서 보면 두 

정책은 상이한 정책 역이다. 우선 가족정책은 2004년 건강

가정기본법이 통과되면서 하나의 독립된 정책 역으로 자리

잡아 재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국 수 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학부모정책은 2009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에 학부모정

책 이 설치되면서부터 본격 으로 시작되어, 재 학부모

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다. 

가족정책은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을 거쳐 

재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시행 에 

있다.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우리나라에서 명시  가족

정책의 출발을 의미하며, 이를 계기로 장기 인 가족정책

의 추진기반이 마련되었다.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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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정책비

으로 삼고, 가족가치의 확산, 자녀돌 지원 강화, 다양한 가

족의 역량 강화, 가족친화 인 사회환경 조성, 가족정책 인

라 강화와 문성 제고의 5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한편 학부모정책은 2009년 학부모지원 이 생긴 이래 학

부모정책 추진방향을 만들어 학부모가 학교교육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

다. 2012년 학부모지원정책 추진계획은 학부모친화  학교

참여 문화조성을 정책비 으로 삼고, 학부모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참여내실화로 학교교육의 질제고, 가정-학교-지

역사회 연계강화를 정책목표로 구체 인 추진과제를 제시하

고 있다. 

학부모정책의 상인 학부모는 가족정책의 상인 부모

와 일부 첩된다. 일반 으로 학령기자녀를 둔 부모를 학부

모라 지칭하는데, 이는 교육정책 에서 부모를 상화한 

표 이다. 동일 상을 두고 교육정책 에서는 학부모가 

되고, 가족정책 에서 보면 부모가 되는 것이다. 즉, 학부

모정책과 가족정책은 그 정책 상이 첩된다는 에서 연

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이 소  부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달체계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상호 연계가 어려

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정책의 상이자 주체인 가정과 

학교의 트 십이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반

이 된다는 에서 두 정책간 연계가 필수 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같은 상 심 정책으로서 가족정책과 학

부모정책의 황을 기본 으로 분석하고, 두 정책간 연계 필

요성과 가능성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정책 역간 통섭

으로 수요자 심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 구축방안을 모색한

다는 에서 의의가 있다. 

Ⅱ.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의 황 분석

1. 가족정책 황 분석

가족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2004.2.9.)이 통과되면서 명

시 인 하나의 정책 역으로 자리잡았다.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이 의 가족정책은 모자가정 등 요보호가정을 

상으로 한 복지 , 사후  근 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가

족문제를 사 인 역으로 보고 개별가족이 알아서 해결하

도록 하는 에서 이루어졌다. 가족해체, 출산 등 가족문

제가 사회  이슈가 되면서 가족에 한 심과 가족문제를 

해결하기 한 노력이 본격화되면서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

되었고, 이를 계기로 앙정부  지자체내에 가족정책을 담당

하는 부서가 새롭게 만들어 지고, 그 달체계로 국에 건강

가정지원센터가 생기게 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족정책은 문제가족

에 한 사후치료  근 뿐 아니라 사 방  에서 가

족의 건강성과 역량강화를 더 주요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런 에서 가족정책은 문제가족을 한 사후치료에

서부터 보편  가족을 한 사 방  을 아우르는 매

우 포 이고 범 한 정책 역이라 할 수 있다. 

가족정책연구의 표 인 학자인 Kamerman and Kahn

(1978)은 가족정책을 정부가 가족에게 그리고 가족을 해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정의하 고, Zimmerman(1988)은 가

족의 안녕과 복지를 다른 가치보다 최우선 인 정책목 으

로 선택하는 가족과 련시켜 정책을 바라보는 하나의 

인 동시에 모든 가족 련 로그램들을 포 하는 하나는 

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가족정책은 가족과 련된, 가족

을 해 행해지는 정책으로 는 ‘가족 (family perspec-

tive)’을 가지는 정책으로 개념화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 가

족정책은 가족 을 가지고, 가족을 단 로 고려하고, 가족

의 건강성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시행되는 

모든 정책으로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하여 수립된 

건강가정기본계획의 내용을 토 로 가족정책의 황을 분석

해보고자 한다. 우선 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모두

가 평등하고 행복한 사회’를 비 으로 하고, ‘가족과 사회에

서의 남녀간 세 간 조화 실 ’,‘가족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증진’을 정책목표로 하여 수립되었다. 가족 돌 에 한 사

회  책임성을 부여하고, 돌 의 사회화를 한 다양한 사업

이 제시되었을 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생활에 한 개입  지

원, 가족의 삶을 배려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으로의 환

을 선언한 최 의 기본계획이라는 에서 매우 획기 이다. 

한 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가족정책의 방향과 정

책의 범주가 명확히 가시화되었는데, 비 과 정책목표는 정

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6개 정책과제 역의 14개 과제, 29

개 과제, 84개의 세부과제는 정책의 범주를 제시한 것이

다. 가족정책을 ①가족돌 의 사회화, ②직장․가정의 양립, 

③다양한 가족에 한 지원, ④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⑤새로운 가족 계  문화조성, ⑥가족정책 인 라 확충의 

6개 역으로 범주를 규정하고, 하나의 사회정책분야로 자

리메김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었다.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의 달체계의 설치  확 를 주요

한 성과로 들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하여 '건강가

정지원센터'를 국 으로 설치, 확 하 으며, 이와 함께 '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국 으로 설치되었다. 이러한 

달체계의 설치  확 는 가족문제의 해결과 방, 즉 가족

의 역랑강화를 한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새롭게 개발

하거나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의 가족정책에 한 체감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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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가족정책의 정체성과 

고유성, 그리고 문성 확보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Cho et al., 2011).

종합 으로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문제에 한 

사회  인식이 제고되고, 통합  가족정책 추진의 제도  기

반이 마련되고, 다양한 가족에 한 지원이 확 되고, 가족

지원사업의 인 라가 구축되는 등 가족정책의 석을 마련

하 다는 에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와 과제가 존재한다. 

첫째, 가족돌  사회화의 인식과 기반이 마련되었으나 자

녀  가족구성원에 한 돌 기능의 강화는 여 히 과제로 

남겨져 있다. 특히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돌 기능

의 사회화에 을 두었다면, 자녀의 돌 을 책임지고 있는 

부모역할 수행의 역량 강화, 부모주권 등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둘째, 남성의 가족생활참여를 한 법제도  기반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통계와 자료들은 남성의 

아버지역할, 가족역할에 있어 여 히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

내고 있기 때문에, 실 으로 남성의 가족생활참여를 활성

화시키기 해서는 보다 핵심 인 정책과제로 규정될 필요

가 있다. 셋째, 다양한 가족에 한 지원 역시 상의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의 서비스 제공, 다양한 가족의 사회

 통합을 한 가치 ․문화  차원에서의 변화를 한 노

력 등의 과제가 도출된다고 할 것이다. 한 가족가치 련

하여 보다 근본 으로 하나의 사회운동, 문화운동으로서 건

강가정, 양성평등 등의 가치가 일상화․보편화될 수 있는 기

제가 필요하다. 넷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해서도 

국가와 지역사회와의 역할분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유 기

의 네트워크 구축  가동 등 보다 실 인 략이 수반

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겨져 있다. 특히 가족정책 추진의 인

라 련하여,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통해 달체계의 

확충이 이루어졌으나, 여 히 국  차원에서 달체계 즉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근본 인 한계가 

있는 바, 이는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 우선 으로 추

진해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한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

는 달체계 간 기능조정과 통합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Cho et al., 2011).

이러한 맥락에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

획의 한계와 과제를 토 로 하고, 가족환경의 변화에 부응하

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1차 기본계획이 가족에 한 사회

의 책임성을 강조한데 반해, 2차 기본계획은 가정과 사회의 

공동책임성과 트 십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함께 만드

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사회’라는 정책비

을 통해서 가정과 사회의 트 십을 강조하는 기조가 강하

게 드러난다. 정책목표는 개인과 가정의  생애에 걸친 삶

의 질 만족도 제고, 가족을 한 가족을 통한 사회  자본 

확충으로 설정함으로써 생애주기 에서 가족생활의 질을 

고려하고, 사회자본으로서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 다. 구체

으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가족가치의 확산, 자녀돌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가족친화 인 사회

환경 조성, 가족정책 인 라 강화와 문성 제고 등 5  정책

역, 11개 과제, 29개 정책과제, 78개 단 과제로 구성되

어있다(<Figure 1> 참조). 5  정책과제별로 특성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가치의 확산에서는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과 더

불어 남성의 가족생활참여를 한 세부  과제를 강조하고 

있어, 양성평등한 문화 구축이라는  하나의 방향성을 내포

하고 있다. 가족정책의 제1과제로 설정할 만큼, 가족가치 확

산이 강조된 것이 2차 기본계획의 특징이라 하겠다. 가족의 

가치를 사회 으로 인정하고, 건강한 가족문화 형성하는 것

이 가족정책의 근원  기반으로 요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일 심으로 구조화된 남성의 생활구조를 가정

심으로 변화시켜 새로운 가족문화를 형성하고자, 남성의 

가족생활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남성의 가족생활참여가 단

순히 남성의 일가정양립의 에서만 요한 것이 아니라, 

가족가치를 확립하고 새로운 가족문화를 형성하는 핵심 동

인이라는 에서 설계되었다는 이 1차 기본계획과 다르

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자녀돌 지원 강화 역에서는 시설보육과 균형을 

취할 수 있는 가정 내 돌  지원, 지역사회 돌 네트워크 구

축이 강조됨과 동시에, 특히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서는 

핵심 인 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부모역할의 지원, 부모

역량 강화 등이 세부과제로 규정되어, 패러다임의 환이 이

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차기본계획에서 자녀돌 의 사회

화를 제1과제로 내세우고, 그 내용으로 가족의 자녀양육부

담 경감과 가족돌 에 한 사회  지원강화를 담았던 것에 

반해, 2차 기본계획에서는 자녀돌 지원의 다양화를 통해 

자녀돌 의 책임을 지고 있는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부

모역할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

다. 보육시설을 통한 일률 인 자녀돌 지원이 아니라, 수요

자인 부모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요자인 부모

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녀돌 지원의 방향과 근

방식이 달라진 것이다. 

셋째,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에서는, 한부모가족, 다문

화가족 뿐 아니라 가족돌 자를 한 지원, 취약가정 지원체

계 구축 등 타겟별로 맞춤형의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 다. 1차기본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가족에 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 

지원의 폭과 범 를 더 확 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수

요자지향성을 높이고자 하 다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가족친화 인 사회환경 조성은 직장환경과 지역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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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전 함께 만드는 행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

정책 목표
개인과 가정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

가족을 위한, 가족을 통한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 과제

1. 가족가치의 확산 
1-1. 건강한 가족문화 확산 
1-2. 남성의 가족생활 참여 지원 

2. 자녀 돌봄 지원 강화
2-1. 자녀 돌봄지원의 다양화
2-2. 부모역할 지원

3. 다양한 가족의 역량 강화

3-1.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확대 및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3-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활성화
3-3. 가족돌봄자 및 취약가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4.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4-1. 가족친화적인 직장환경 조성
4-2. 가족친화적인 지역환경 조성

5. 가족정책인프라 강화와 전문성 제고
5-1. 가족정책 기반 강화 및 효율화 
5-2. 가족지원서비스 전달체계 전문화와 특성화

출처 : 계부처합동(2011).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 

Figure 1. 2nd Master Plan of Healthy Family

으로 나 어 두 역 간의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가족친화

인 직장환경조성을 해서는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성을 제

고하고, 유연근무제를 확산, 가족친화기업을 확 하는 등 제

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 다. 가족친화 인 지역환경 조

성을 해서는 지역사회의 안 성 강화, 가족친화  지역환

경을 한 인 라 구축과 같은 구체 인 아젠다를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 인 라 강화와 문성 제고 역에

서는 달체계의 확충과 더불어 문화, 특성화, 활성화를 

강조하여, 지속 으로 새로운 확충을 도모함과 동시에 기존

에 설치된 달체계의 효율화  기능조정을 함께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분석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

은 보편  가족의 가족 기 방  가족의 건강성 증진을 

해 가족가치의 확산을 주요과제로 부각시켰다는 것이다. 

뿐만아니라 자녀돌 지원 다양화와 부모역할지원을 통해 부

모역량과 부모권을 강화시키고자 하 다는 이 특징이다. 

즉, 육아의 주체로서 ‘가족-지역사회-국가’의 력을 강조하

여 돌 의 사각지 에 한 책을 강화하고, 돌 지원방식

을 다양화하고 부모역할을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선택권과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 다. 이는 상 심 정책이 취해야 할 

수요자지향성이라는 본래  특성을 보다 강화하 다는 에

서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가족친화 인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그동안의 일 심  사회구조를 일과 가정을 양

립하는 가족친화 인 구조로 환시킴으로써 노동권과 부모

권의 균형 으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이 변화

하고 있다는 에서도 가족정책의 진일보한 면을 찾아볼 수 

있다. 그밖에도 지난 2010년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조직

이 개편되면서 여성정책, 청소년정책 등 여성가족부 내 타 

정책과 가족정책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정책 시 지효과를 

극 화하고자 하 다는 에서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의 

특징을 찾아볼 수 있다. 

2. 학부모정책 황분석

학부모는 학교, 학생과 더불어 교육의 3  주체  하나이

다. 학부모는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

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지며, 자녀의 교육에 하여 학

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 하여

야 한다고 교육기본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다. 한 동법 

제5조에서는 학부모가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과 함께 학교

운 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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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전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선진화
    

정책
목표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제고

학부모의 참여 확대로 
학교교육 질 제고

학부모의 역량강화로 
가정교육 내실화

학부모 위상 정립 및 
사교육비 경감

*츨처 : 교육과학기술부(2009), 학부모정책 추진방향

Figure 2. Vision and Gaols of 2009 Parents Support Policy

1995년 5.31 교육개  방안에 따라 단 학교별로 설치되

는 의사결정기구인 학교운 원회에 학부모가 원으로 참

여하는 것이 법제화되었다. 학교운 원회는 민주 인 학교

운  의사결정 체계를 마련했다는 평가와 함께 학부모 원의 

표성 확보, 학부모 참여부진 등의 운 상 문제 이 해결과

제로 지 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즉, 학교운 원회 

도입으로 학부모가 학교운 원회에 참여하게 되면서 학부

모의 학교참여가 법제화되긴 하 으나, 학교운 원회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소수에 불과하여 다수의 학부모가 교

육주체로서 학교교육에 극 인 권리와 책임을 행사하기에

는 매우 제한 인 수 이었다.

2009년 5월에 이르러서야 교육수요자이자 교육주체인 학

부모를 지원하기 해 교육과학기술부에 학부모정책 이 설

치되었고, 같은 해 11월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하면

서 본격 인 학부모정책이 시작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9년 발표된 학부모정책 추진방향에 의하면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선진화를 비 으로 학부모의 교육만족

도 제고, 학부모의 참여확 로 학교교육 질 제고, 학부모의 

역량강화로 가정교육 내실화, 그리고 학부모 상정립  사

교육비 경감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 다(<Figure 2> 참조). 

정책비 을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선진화’로 설

정한 것은 그동안 교육정책에서 수동 인 상으로 간주해

왔던 학부모를 교육정책의 극  동반자로 인식한 것으로 

매우 의미있는 정책 방향의 환이다. 그동안의 교사와 학교 

등 공 자 심의 교육정책을 학생과 학부모 등 수요자 심

의 교육정책으로 패러다임을 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으로 해석된다. 정책목표에서는 교육동반자인 학부모의 학

교참여와 역량강화가 학교교육의 질과 교육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고, 결과 으로 사교육비 경감까지 가능하다고 보았다. 

즉, 기본 으로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통해 교육주체로서 학

부모의 상을 정립하고, 극 인 학교참여를 통해 학교교

육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 으로 수요자인 학부모의 교육만

족도를 높이는 것을 학부모정책의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학

부모를 교육의 동반자로 인식하 다는 , 수요자인 학부모

에서 교육정책을 설계하 다는 , 학부모정책을 교육

정책의 한 범주로 보았다는 에서 획기 인 환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이러한 노력은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학부모교육 지원확 , 학부모 지원서비스 강화의 3가지  

추진과제를 통해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우선 학부모 교육

참여 활성화를 해서는 학부모회활성화, 학교교육 참여제

고, 교육정책 참여확  등 3가지 세부과제를 설정하 다. 두 

번째 과제인 학부모교육 지원확 는 올바른 학부모 역

할 수행을 해 학부모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학부

모교육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학부모역량강화를 한 

교육, 학부모교육기회 확 , 평생교육을 통한 학부모교육 활

성화의 3가지 세부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세 번째 과제

인 학부모지원서비스 강화는 학교선택권 확  등 수요자 

심의 교육정책 추진을 해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

보를 제공하고, 학부모 편의를 고려한 학교방문  상담기회

를 확 하여 학교와 학부모간 소통을 강화하며, 학부모를 종

합 으로 지원하는 학부모지원센터  학부모콜센터 운 하

는 등 학부모지원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교육과

학기술부,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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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교육과학기술부(2012), 2012년 학부모지원정책 추진계획

Figure 3. Direction of 2012 Parents Support Policy

2009년 신설된 학부모정책 이 2010년에는 학부모지원과로 

승격되면서 보다 본격 인 학부모정책이 시작되었다. 2010년 

학부모정책의 추진실 을 살펴보면, 2009년에 수립된 학부

모정책 추진방향에 근거하여 보다 본격 으로 학부모지원사

업이 진행되면서 단 학교 차원에서 학부모 학교참여 기반이 

마련되고, 학부모교육 지원체계가 정립되었으며, 학부모지

원서비스가 확 되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된다. 구체 으

로는 공모를 통해 국 고 2,792개 학부모회가 선정되어 

지원받았으며,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 , 학부모 학교

참여 시범학교 운 , 학부모학교참여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학부모 교육참여 기반이 마련되었다. 한 시도별 거 기

에서 상시 인 학부모교육을 운 하고, 학부모와 함께하

는 교육정책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학부모교육 지원체계를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국 20개교에서 학부모상담사 제도

를 시범운 하고, 시도교육청별 학부모지원센터를 운 하는 

등 학부모지원의 체계가 마련되었다(교육과학기술부, 2011). 

한 2011년 6월 교육과학기술부가 서울 학교 학부모정

책연구센터를 정책 연구소로 지정함으로써, 학부모정책

에 한 연구와 정책개발의 씽크탱크 기 이 설립되었다. 서울

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는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

으로 가족,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가족-

학교-지역사회의 트 십 구축을 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이러한 센터의 설립은 학부모정책이 하나의 정책

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근거 심 정책수립(evidence-

based policy)의 기반을 마련하 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2012년은 학부모정책이 3년째 되는 해로 학부모친화  

학교참여 문화조성을 비젼으로 학부모지원정책을 수립하

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 히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한 학부모교육이 미흡하고, 학부모와 학교간 

소통을 한 학교방문기회가 부족하며, 교육주체로서 학부

모참여  역할이 부족하며, 학부모 학교참여를 한 지원체

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에서 다음 <Figure 3>와 

같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주요사업을 심으로 사업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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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육확 는 일부 학부모가 아닌 모든 학부모(약 1000

만명)를 상으로 학교폭력 방, 진로지도 등 자녀교육에 

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학부모교육을 확 하도록 하는 것

으로 연 2회 학교설명회시 학부모교육 뿐 아니라 직장으로 

찾아가는 직장내 학부모교육, on-line/off-line 교육 등 다양

한 방식으로 학부모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인성교

육  가정의 교육기능회복을 해 ‘밥상머리교육’1)을 국

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 학부모참여를 한 학교의 역할

을 강화하기 해서 학부모의 편의를 고려한 ‘학부모 상담주

간’을 운 하여 학부모와 학교간 소통을 강화하고, 학기별 1

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일과 후에 개최하도록 의무화하여 맞

벌이부부나 아버지의 참여를 배려하 다. 한편 교육기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차원에서는 자발 인 학부모 교육

기부 인력풀을 확보하여 학교 참여를 확 하고,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사업과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 을 통해 학

부모 참여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 다. 마지막으로 학부모

학교참여를 한 지원체계 정립 차원에서 국 학부모지원

센터의 학부모 통합지원서비스를 내실화하고, 시도 학부모

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하

는 범국민 캠페인으로 학부모친화 인 학교 참여 문화를 조

성하고자 하 다(교육과학기술부, 2012). 

2012년 학부모정책의 추진계획은 연 부터 학교폭력문제

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두2)됨에 따라 학교폭력 방의 차원

에서 학부모교육을 확 하고, 학부모와 교사의 상담이나 학교

설명회를 정례화하는 등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자발

인 교육기부형 학부모참여와 가정-학교-지역사회의 연계를 

강화시키고자 지원체계를 정립하 다는 이 특징 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학부모정책의 황 분석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에 학부모정책

이 신설된 것은 학부모를 교육의 주체로 인식하고, 그동안의 

교사와 학교 등 공 자 심의 교육정책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자 심의 교육정책으로의 패러다임 환을 시도하 다는 

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자녀교육에 있어 학교와 

가정의 트 십을 인식하고 이를 극 으로 정책에 반

1)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뢰로 서울 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에서 밥상머리교육 강의매뉴얼과 워크북, 학부모용 길라잡

이를 개발하 고, 이를 활용하여 국 교육청과 단 학교에

서 밥상머리교육을 극 으로 실시하고 있다. 

2) 2012년 2월6일 계부처합동으로 ‘학교폭력근  종합 책’

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 책으로는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책임강화, 신고조사체계개선  가․피해학생에 한 조치 

강화, 래활동 등 방교육 확 , 학부모교육확   학부

모의 책무성 강화, 교육 반에 결친 인성교육 실천,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인터넷 독 등 유해요인 책 등의 7 과

제가 포함되어, 직 인 책 뿐 아니라 근본 인 책까지 

제안하고 있다. 

하고자 하 다는 에서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 

학부모를 교육주체로 보고 학부모의 역량강화가 궁극 으로 

학교교육의 질과 교육만족도와 연결된다고 본 은 기존의 

교육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이다. 

구체 인 사업에 있어서는 학부모의 교육참여를 지원하

는 사업으로 학부모회 산지원,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 을 새롭게 시작하고, 학부모 역량강화를 한 사업으로 

학부모교육을 다양한 방식으로 확 하 으며, 학교와 학부

모간 소통 증진을 해 학교설명회나 상담주간 운 을 의무

화하고, 운 방식을 수요자 심으로 개선하 다는 에서 

정 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국학부모지원센터와 

시도교육청 단 의 학부모지원센터의 신설은 학부모지원서

비스를 체계화하는 기반을 갖추었다는 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학부모정책의 의의가 학교와 가정의 트 십을 

인식하고 수요자 심으로 교육정책 패러다임을 환하는데 

있다고 할 때, 학부모정책의 상을 ‘학부모’만으로 보는 것

은 소한 이라 하겠다. 학부모가 교육주체로 역할하도

록 하기 해서는 기본 인 교육정책구조가 바 어야하는 

바, 그동안 공 자 심의 교육정책의 주체 던 학교와 교사

(학교장)가 모두 학부모정책의 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에서 재 학부모정책의 한계 을 찾아볼 수 있다. 

최근 choi, kim, and Jeon(2011)에 의해 이루어진 학부모 

학교참여실태조사에 의하면, 학부모의 70.9%가 본인이 학교교

육의 주체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학교교육에 참여할 의사

도 73.1%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같은 조사에서 학교

교육 참여시 가장 희망하는 분야로는 학습지도활동(14.4%), 

학교교육 모니터링(13.9%), 학부모교육 강의  수강(10.7%), 

교육지원활동(10.0%) 순으로 나타나 단순한 자원 사보다는 

학습지도나 학교모니터링, 부모교육 등에 한 선호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교참여 해요인으로는 개인차원이유로 

시간  여유가 없어서(48.4%)가 가장 높고, 담임교사와 만나는 

것이 부담스로워서(20.6%), 학교 가야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해서(14.3%)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교차원의 이유로 참여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20.6%), 교사와의 공식 인 화

기회 부족(15.9), 모임의 개최시간이 낮 시간 여서(14.1%), 시

설이나 공간이 부족해서(11.4%)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조사결

과를 통해서 볼 때, 학부모들의 교육의 주체인식이나 참여의

사는 매우 높고, 참여분야도 매우 문 이거나 학교운 에 

련된 분야에 선호가 높은 데 반해, 실제 담임교사와 만나

는 것이 부담스럽고, 학교에 참여할 일도 많지 않고, 교사와 

공식  화기회가 부족하고, 시간 가 맞지 않는 등 구조 인 

요인을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다. 여 히 학교 장에서는 학

부모가 교육의 주인이 아니라 주변 이고 보조 인 존재로 

간주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결과이다. 학부모의 주체

인 학교참여가 가능하기 해서는 학부모 뿐 아니라 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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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Policy Parents Support Policy

Policy

Target group
Family (Parents and Children) Parents

Policy Vision Happy family, Healthy society
Creating Parents-friendly 

school participation culture 

Policy Goals

- Enhancing quality of life throughout the lifetime, 

- Expanding social capital for the family and 

through the family

- Enhancing satisfaction of education and establishing parents 

status

- Strengthening parents competence of child education 

- Enhancing quality of school education through parents 

engagement

- Reinforcing linkage between family, school and community.

Policy Tasks

- Spreading of family value

- Strengthening of child care support

- Enhancing family competence – Making Family-

friendly social environment

- Building up family policy infrastructure and 

specialty.

- Expansion of parents education

- Strengthening school role for parents engagement

- Activation of talent donation and parents school enga-

gement

- Making support systems for parents school engagement

Delivery System

-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 Healthy Family Support Center

-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 National Parents Support Center

- Parents Support Center in local

- Local Education Authority

- School 

Table 1. Comparison of Family Policy and Parents Support Policy

과 교사의 인식개선과 학교의 구조가 모두 함께 학부모친화

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로써 학교와 학부모간 방향 

트 십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3.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의 비교

앞서 살펴본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은 상 심 정책으로

서 유사성이 있으면서도 정책 비 이나 정책과제, 달체계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두 정책의 정책 상, 정책비 , 정책

목표, 정책과제, 달체계를 기 으로 비교하여 향후 정책 

역간 연계 필요성과 연계 방안 탐색의 근거를 도출해보고자 

한다(<Table 1> 참조). 정책 비교의 내용은 가장 최근에 수

립․시행되고 있는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기 으로 하

다. 즉, 가족정책의 경우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을, 학부모

정책의 경우 2012년 학부모정책추진방향을 기 으로 비교한 

것이다.

우선 정책 상을 비교해보면 가족정책은 ‘가족’ 는 ‘가

정’, 학부모정책은 ‘학부모’가 정책 상이 된다. 가족정책의 

상에서 말하는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 인 부양, 양육, 보

호, 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 2

항)를 말하는 것으로 부모나 자녀 등 가정내 역할로 규정되

는 상 뿐 아니라, 개별 상으로서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모두 포 하는 개념이다. 한 가족정책에서 말하는 가족은 

가족생활주기에 따라 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족원을 포함하며,  가족 계에 따라 부부, 부모와 자녀 

등을 포 하는 개념이다. 뿐만아니라 가족형태에 따라 양부

모가족, 한부모가족, 맞벌이가족, 부부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을 모두 정책 상으로 한다. 학부모정책

의 상인 ‘학부모’는 ‘부모’와 유사한 개념으로, 학부모와 부

모는 모두 자녀와의 계에서 부여되는 역할에 근거한 개념

이라는 에서 공통 이 있다. 학령기 자녀인 학생을 둔 부

모를 학부모라 지칭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학부모를 포 하

는 개념이다. 부모가 학부모 보다 더 포 인 개념이기는 

하지만, 보통 가정에서는 ‘부모’로 학교에서는 ‘학부모’로 지

칭하고 있다. 부모와 마찬가지로 학부모도 학령단계에 따라 

발달하고, 가족유형에 따라 학부모특성이 차별화된다는 

에서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의 유사성이 존재한다. 

둘째, 정책비 을 비교해보면, 가족정책은 함께 만드는 행

복한 가정, 함께 성장하는 건강한 사회를 내세우면서 행복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기본임을 강조하고 있고, 학부

모정책에서는 학부모친화 인 학교 참여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비 으로 삼고 있다. 이는 학부모의 참여가 학교교육 

질제고의 기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가족

정책의 비 에서 가정과 사회의 유기 인 계를 강조한 반

면, 학부모정책의 비 에서는 학교와 학부모의 유기 인 

계를 강조하고 있다. 각 정책의 비 에서 가정-사회의 계, 

학부모-학교와의 계를 언 하고 트 십을 강조하 다는 

에서 정책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셋째, 정책목표를 비교해보면, 가족정책은 개인과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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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에 걸친 삶의 질 만족도 제고와 가족을 한 가족을 통

한 사회  자본 확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정책은 

학부모자녀교육 역량강화와 학부모참여내실화, 가정-학교-지

역사회 연계강화를 통한 학부모 상정립  교육만족도 제

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각각의 정책 상인 가족과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가 궁극 인 정책목표인 것은 동일하다. 한 정

책 상인 가족을 통한 사회자본 확충이나 학부모의 역량강

화를 목표로 한다는 에서도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상 심의 정책인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은 정책의 상인 

가족과 학부모가 주체 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가족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한다는 

에서 매우 유사하다. 특히 그 상인 부모와 학부모의 역할

과 존재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때, 두 정책간 연계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다. 

넷째, 정책과제는 가족정책의 경우, 가족가치 확산, 자녀

돌 지원 강화, 다양한 가족의 역량강화, 가족친화  사회환

경조성, 가족정책 인 라 강화와 문성 제고의 5가지이고, 

학부모정책의 경우, 학부모교육확 , 학부모참여를 한 학

교의 역할강화, 교육기부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 학부모 

학교참여를 한 지원체제 정립의 4가지이다. 공통 은 것은 

두 정책 모두 정책 상인 가족과 학부모의 역량강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는 이다. 한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이나 학부모 학교참여를 한 범사회  분 기조성 등 

가족친화 이고 학부모친화 인 문화를 조성하기 한 정책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는 에서도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다섯째, 정책의 달체계 측면에서 보면, 가족정책은 국 

시군구 단 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를 달하고 있고, 이를 총 하고 

리하는 앙기 으로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학부모정책은 교육청과 교육지청단 로 학

부모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학부모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으며, 교육청에서 직  학부모지원센터를 리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 산하 국학부모지원센터가 제반 사업을 지

원하고 있다. 두 정책 모두 국  단 의 지원센터가 있다

는 에서 유사하지만,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

센터는 시군구의 지역단 로, 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청단

로 설치되어있다는 에서 차별성이 있다. 센터의 역할과 기

능은 각기 정책의 비 과 목표를 달성하기 한 사업을 수행

하고, 지원하는 기 으로서 설정되어 있다는 에서 유사성

이 있지만, 구체 인 사업 역과 내용은 차이가 있다. 

Ⅲ.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의 연계 필요성 

본 에서는 앞서 분석한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황에 

근거하여 두 정책간 연계의 필요성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은 정책 상이 

유사하고, 정책비 과 정책목표에 있어서도 지향 이 비슷하

며, 구체 인 정책과제에 있어서도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었

다. 다만 달체계가 각기 다르다는 에서 차별성이 있다. 

이처럼 정책 상, 정책비 과 목표, 과제가 유사한데 반해 

달체계가 차별화된다는 에서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의 연

계 필요성이 제기된다. 수요자 에서 보면 달체계가 어

떤 것이든 크게 요하지 않다. 정책 실행의 효율성과 효과

성 측면에서 볼 때,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은 일부 사업 

복으로 인한 재원 낭비, 비효율  달체계 등의 문제가 제

기될 수 있다.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가족과 학부모의 만족

도 향상을 기 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환시키고, 정책 내용

을 개선해야한다는 에서 정책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런 에서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우선 정책 상, 정책비 과 정책목표, 근방식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학교와 가정의 트 십과 수요자 심의 정책패

러다임 환의 측면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은 기능 심 정책이 아니라 

상 심 정책이라는 에서 유사성이 있고, 실제 정책 상

도 유사한 이 있다. 앞서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의 상에 

한 분석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와 ‘학부모’는 

거의 유사한 개념이다. 즉, 학부모와 부모는 모두 자녀와의 

계에서 부여되는 역할에 근거한 개념이다. 학령기 자녀인 

학생을 둔 부모를 학부모라 지칭하는 것이므로, 부모가 학부

모를 포 하는 개념이라 볼 수 있지만, 보통 가정에서는 ‘부

모’로 학교에서는 ‘학부모’로 지칭하고 있다. 부모와 학부모 

모두 자녀와의 계에서 부여되는 역할이라고 할 때, 이 두 

개념의 공통 은 ‘자녀’라 할 수 있다(<Figure 4> 참조). 

‘자녀’는 가족정책에서는 유아, 아동, 청소년으로 불리

기도 하며, 표 인 돌 의 상으로 간주된다. 국회에서 

2010년 ‘자녀돌 지원법’3)이 발의될 정도로 자녀는 가족내 

돌 을 요구하는 주요 존재인 것이다. 교육정책의 상이자 

주체인 학생은 생애주기별로는 유아에서부터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단계가 있고 학 별로도 유치원, 등학

교, 학교, 고등학교, 학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가 

존재한다. 학교에서 학생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부모와의 

계에서 부분 자녀가 된다는 에서 가족정책과 학부모정

3) 자녀돌 지원법은 2012년 2월 ‘아이돌 지원법’으로 법명이 

바 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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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imilarity and Difference between Family Policy and 

Parent Support Policy

책은 연계가 필요한 정책 역이라 할 수 있다. 한 생애주

기별로 볼 때, 아동청소년기가 돌 과 교육이 필요한 시기라

는 에서 아동정책, 청소년정책과도 련성을 가질 수 있다. 

지난 4월 학부모정책연구센터에서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의 연계방안’을 주제로 한 포럼에서도, 학부모

정책과 가족정책  청소년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인식하고 

그 공통 으로 ‘청소년’으로 설정한 바 있다(이복실, 2012). 

그러나 아동이나 청소년은 생애주기상 구분으로 개별화된 

정책 상이 될 수 있는 반면에, 학부모나 부모는 자녀나 학

생과의 계에서 주어지는 역할로 부여되는 명칭이라는 

에서 차별성이 있고, 그 기 때문에 더 유기 인 연계가 필

요한 것이다. 

즉, 학부모와 부모는 자녀인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는 동일한 역할을 지닌 존재인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환경이자 생활의 장으로서 가정과 학교가 모두 요하

며, 그런 측면에서 학부모역할 는 부모역할의 요성이 강

조되고 있다. 학부모역할과 부모역할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

문에, 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학부모교육과 부모교육의 

내용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학부모교육과 부모교육은 자녀교육 

역량을 제고하기 한 것으로 자녀에 한 태도, 부모역할수

행에 필요한 지식, 상호작용기술과 양육기술 훈련, 부모의 자

기이해  통찰 등 자녀양육에 필요한 기 인 지식 뿐 아니

라,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으로 구성되

는 것이 일반 이다. 내용면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교

육을 한편에서는 학부모교육의 이름으로,  한편에서는 부

모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름은 다르

지만 같은 내용, 같은 목표, 같은 역할을 다루고 있는 것이다. 

한편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비 과 목표를 살펴보면, 

두 정책의 연계 필요성이 쉽게 이해된다. 학부모정책은 학부

모친화  학교참여 문화조성을 정책비 으로 하고 있고, 가

족정책은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

다는 에서 두 정책의 지향 이 유사하고, 학부모친화 이

거나 가족친화  문화와 환경을 조성하기 한 근방식은 

사후치료 인 방식보다는 사 방 인 방식이 보다 합하

다는 에서도 공통 을 찾아볼 수 있다. 즉, 두 정책 역은 

정책의 목표와 근방식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소  부처가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로 나뉘고, 학

교와 가정이라는 역의 구분이 있다는 에서 차이 이 있

다. 소 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상호 연계가 더욱더 요구된다 

하겠다. 

뿐만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해서 가정과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한다는 에서 가정과 학교의 트

십이 강조되고 있고, 그런 에서 교육정책과 가족정책의 연

계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가정과 학교의 트 십에 

한 요구는 가족정책과 교육정책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하며, 

두 정책간 연계 지 이 바로 ‘학부모정책’이라 할 수 있다. 

가정과 학교가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이라는 동일한 목표를 

지향한다는 에서 정책간 연계는 필연 이다. 

최근 학교폭력문제 한 처에 있어서도 학교-가정-사회

의 역할과 책임이 함께 제시되고 있다. 사소한 괴롭힘도 범

죄라는 인식하에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신고조사체계 개선, 가해 피해 학생에 한 조치 강화, 래

활동 등 방교육 확 , 학부모교육 확   학부모의 책무

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직 책과 함께 학교-가정-사회가 함

께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내용의 근본 책을 발표하 다(교

육과학기술부, 2012). 한 지난 2011년 7월 국가교육과학기

술자문 원회에서 안건으로 ‘가정-사회-학교가 함께 하는 교

육선진화’를 다룬바 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높은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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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에 비해 인성과 창의성은 매우 낮은 실정으로, 균형  인재

양성을 한 가정과 사회, 학교의 공동책임과 역할이 요함

을 강조하 다. 구체 인 정책제언으로 가정과 사회가 함께

하는 토요학교, 학부모-교사간 소통 강화, 교육정책조정회의 

구성  운  등 가정과 사회와 학교가 함께 소통하고 연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2011). 

마지막으로 그동안 정책 상에서 소외되어왔던 학부모와 

부모가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을 통해서 명시 인 정책 상

이자 정책수요자로 인정받았다는 에서도 공통 을 찾을 수 

있다. 학부모정책은 그동안의 교사와 학교 등 공 자 심의 

교육정책을 학생과 학부모의 수요자 심의 교육정책으로 패

러다임 환을 시도하는 의미에서 획기 이다. 가족정책은 가

족과 련된, 가족을 해 행해지는 정책으로 개념화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가족 (family perspective)’을 가지

는 정책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는 에서 수요자 심 이

며, 그동안 문제가족에 한 사후치료  근에서 벗어나 보

편  가족을 상으로 사 방  에서 가족의 건강성

과 역량강화를 정책목표로 한다는 에서 매우 획기 인 정책 

패러다임 환을 시도하 다. 두 정책 모두 그동안의 공 자 

의 정책 패러다임을 수요자 으로 환하고자 노력

하 다는 에서 유사성이 있고, 그 속에서 연계 가능성이 보

인다. 앞서 정책의 상과 목표, 근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

었던 공통 은 바로 이러한 정책 패러다임 유사성에서 기인

한 것이다. 

Ⅳ.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의 연계 방안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황분석  연계필요성에 근거

하여 연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

의 연계방안은 내용측면과 달체계 측면으로 나 어 탐색해

볼 수 있다. 

1. 내용측면의 연계방안

우선 내용  측면에서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가 

필수 인 역은 부모교육과 가족친화사회문화조성 역이

다. 앞서 연계의 필요성에서도 지 하 듯이 부모교육과 학

부모교육은 교육내용이나 교육 상이 크게 다르지 않다. 학

교와 지역사회 곳곳에서 자녀양육 역량을 강화하기 한 부

모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부모들의 근가능성을 

높여 다는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면이 있다. 이름이 부모교육

이든 학부모교육이든 수요자 에서는 근가능성을 확

해주는 것으로 일면 정 이다. 문제는 부모교육의 내용이 

얼마나 질 으로 충실한가,  부모교육의 기회가 양 으로 

얼마나 한가이다. 사실 같은 이름의 부모교육이라도 내

용 으로는 크게 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에서 부모교육 

로그램의 표 화 작업이 필요하고,  실제 양 으로 부모

교육기 이나 수가 늘어난다고 항상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

을 한 시기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수요자 맞춤형 

교육과 수요자 맞춤형 연계가 필요한 것이다. 

한편 범사회 으로 가족친화 인 사회, 학부모친화 인 

문화를 조성하기 해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가족친화 인 문화조성은 그동안 우리사

회의 지나친 일 심문화를 성찰하고, 가족 심으로 삶의 무

게를 이동하여 일과 가정의 균형, 일과 삶의 조화를 취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과 지역사회환경을 개선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사회 반의 의식구조를 일과 학업, 성과 심에서 가

정과 인성, 공동체를 시하는 방향으로 바꿔보자는 취지에

서 범사회 으로 가족친화 인 문화를 조성하기 한 캠페

인과 홍보는 물론 가족친화  기업제도 개선과 가족친화  

지역사회 기반구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학부모친화 인 문화는 가족친화 인 사회환경이 조

성되면 자연스  따라가는 동반자 같은 것이다. 특히 그동안 

일 심사회의 심이자 기 인 일의 역이 변해야 가족친

화사회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가족친화 인 

직장환경 조성이 시 하다. 그간의 가족정책의 성과로 육아 

휴직, 휴가제도가 개선되었으나, 실효성 에서는 여 히 

미흡한 수 이다. 유연근무제 확산이나 장시간근로 행 개

선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문화를 개선하기 한 노력이 이

루어지고 있다. 최근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 원회(2011)에

서 ‘학부모참여휴가제’ 도입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 한 가

족친화-학부모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한 제도  기반이 

될 수 있다. 재 교육과학기술부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밥상머리교육’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밥상

머리교육의 주요 내용은 가족시간확보와 가족식사공유, 가

족간 화와 소통을 통해 가족 사랑과 기본  인성을 확립하

자는 것이다(서울  학부모정책연구센터, 2012). 가정기능의 

회복과 가족가치 확립을 교육의 기본이념으로 삼았다는 

에서 가족정책으로도 볼 수 있으나, 가정에서 학부모가 자녀

들의 인성교육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면 교육정책이자 학부

모정책이 되는 것이다. 특히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을 

밥상머리교육의 날로 정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

고, 화를 나 면서 가족사랑도 키우고, 인성교육도 하자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에서 밥상머리교육은 가

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이 연계되는 지 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외에도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이 함께 하여 시 지를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정책과제들이 있을 수 있다. 

수요자인 부모와 학부모 에서 보면 연계 필요성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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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연계가 가능한 정책과제들을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 생

각된다. 가족 , 부모 , 학부모 , 정책 수요자 

에서 조망하면서 정책을 설계한다면 정책연계가 그리 어렵

지만은 않을 것이다. 

2. 달체계 측면의 연계방안

달체계 측면에서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의 연계방안을 

살펴보자. 가족정책의 표 인 달체계는 건강가정지원센터

가 있고, 최근 학부모정책의 시작으로 학부모정책이 달체계

로 국 시도교육청 단 의 학부모지원센터가 있다. 2012년 

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국 148개소 있고, 가족교육사업, 

가족상담사업, 가족친화문화조성사업, 가족돌 지원, 다양한 

가족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등 6개 역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지원하는 허 기 으로서 

앙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2011년 (재)한국건강가정진

흥원으로 등록되면서 보다 안정 이고 체계 인 기 운 이 

가능하게 된 바 있다. 가족모두가 행복한 가족친화사회구

을 비 으로 가족정책 핵심 허 기 으로서 역할강화, 가족정

책 서비스의 개발  품질향상,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진 

 다문화수용성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강가정사업지

원, 다문화가족사업지원, 가족친화지원센터사업을 주요 사업

역으로 하고, 구체 으로 로그램개발  시범사업운 , 

인 자원 역량강화 교육 훈련, 국 센터 지원  평가, 국 

센터 력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www.kihf.

or.kr)

학부모지원센터는 2012년 재 75개가 시도교육청별로 운

되고 있다. 학부모지원센터는 자녀교육에 필요한 각종 교

육정보제공, 학부모 수요  지역 여건을 감안한 다양한 학

부모교육 로그램 운 , 자녀교육 련 학부모상담 등을 통

한 실질 인 학부모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의 학부모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기 으로 국학부모지원센

터가 평생교육진흥원 산하 기 으로 운 되고 있다. 국학

부모지원센터는 학부모정책 개발  지원, 자녀교육 정보제

공, 학부모 등 계자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을 주요 기능으

로 한다. 특히 학부모를 지원하는 국단  온라인, 오 라

인 네트워크 허  기능, 홈페이지, SNS와 연계한 모바일 서

비스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시도학부

모지원센터는 크게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상담  정보제

공, 학부모교육 운 을 주요 업무 내용으로 하고 있다(교육

과학기술부, 2012).

두 센터의 기능과 역할, 사업내용을 보면, 앙차원과 국

단 에서 모두 연계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특히 교육과 상담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경우 내용과 상이 많

은 부분 첩될 것이라 생각된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오랜

기간 사업과 경험으로 교육 로그램과 인력풀이 보다 더 풍

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원을 학부모지원센터에 제공

해주고, 학부모지원센터는 교육청이나 학교단 로 학부모를 

모집하여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서로 역할분담을 해도 좋을 

것이다. 는 교육 로그램 개발을 공동으로 하거나 인력풀

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력체계를 구축할 수도 있다. 지역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상호연계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기에는 단순한 MOU 방식으로 력 계를 구축하고, 더 

많은 시 지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단계 인 사업연계를 모

색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같은 지역센터간 연계는 지역

에 한정된 자원을 최 한 효과 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면서, 동시에 지역센터의 주요기능  하나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일환이기도 한 것이다. 

지역의 달체계간 연계가 가능하기 해서는 앙에서 

허 역할을 하는 앙기 간 연계도 함께 이루어져야하며, 

더 나아가 소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여성가족부 사이의 

연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센터간 벽을 허물고, 부처간 경계

를 뛰어넘어,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부모와 자녀, 학부모와 

학생, 가족의 에서 정책 역간 통섭이 필요한 때이다. 

Ⅴ. 결론  제언

본 연구는 상 심 정책으로서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

의 연계 가능성을 탐색해보기 해 두 정책의 황을 분석하

고, 연계 필요성을 도출하 으며, 구체 으로 정책 내용과 

달 체계 측면에서 연계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의 황을 분석한 결과, 두 정책의 

상과 정책 비 , 정책과제, 달체계 측면에서 유사성이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두 정책 역간 연계 필요성과 가능

성을 탐색할 수 있었다. 모든 정책이 그러하듯 소  부처가 

다르면, 서로 다른 달체계를 통해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상호 연계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가족정책은 여성가족부, 

학부모정책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각각의 정책목표와 정책

과제를 수립하여 독립된 달체계를 통해 추진하고 있지만, 

정책 상인 가족과 학부모가 유사하고, 건강한 가정,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해 가정과 학교의 트 십이 요한 기반

이 된다는 에서 두 정책 역간 연계가 필수 이다. 이는 

수요자 심의 새로운 정책패러다임을 구축한다는 에서도 

의미가 있는 일이다. 

정책의 내용 측면에서 학부모정책과 가족정책의 연계가 필

수 인 역이 부모교육과 가족친화  문화조성 역이다. 

정책 상인 가족과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표 인 사업이 바로 ‘부모교육’인데, 이것이 학교를 

심으로 이루어질 때 ‘학부모교육’이라 부른다. 지역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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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교육, 학교 심의 학부모교육 모두 가족과 부모, 학부모

의 역량 강화라는 궁극 인 목표를 추구한다는 에서 연계 

필요성과 연계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한 부모교육과 

학부모교육의 연계는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소통과 연  방

안을 제시해 다는 에서도 의미가 있다. 

가족친화  문화는 학부모친화  문화의  다른 표 이

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유사하다. 가족친화 인 사회환경

이 조성되면 자연히 학부모친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일

심의 사회에서 가족 심의 사회로 생활패턴을 환하는 것이 

가족친화  환경조성의 근간이 된다. 노동권과 함께 부모권

이 보장되는 사회야 말로 가족친화 인 사회인 것이다. 부모

가 부모역할을 할 수 있는, 학부모가 학부모역할을 할 수 있

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바로 가족친화 인 사회이자 학부

모친화 인 사회인 것이다.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부모권이 

보장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의 

목표가 되어야한다는 에서 두 정책간 연계는 필연 이다. 

두 정책이 연계되기 해서는 정책의 달체계 측면에서 

연계가 우선되어야 한다. 가족정책의 달체계인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학부모정책의 달체계인 학부모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업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많다. 특히 교

육과 상담  정보제공,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경우 내용과 

상이 많은 부분 첩되는 측면이 있다. 물론 각각 센터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이 있다는 에서 차별성이 있지만, 실제 

지역내에서 사업의 상이 동일하다는 에서 연계 가능성

과 필요성을 찾아볼 수 있다. 구체 으로 어떤 방식으로 연

계할 수 있는지에 한 논의와 고민이 필요한 시 이다. 지

역의 상황과 특성에 따라 연계 방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 으로 앙기  간 연계, 소  부처 간 

연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재 정부 조직의 특성을 고

려해볼 때, 다른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서로 연계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이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의 연계에 

있어 가장 큰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다. 한 이미 장에서 

별개로 기능하고 있는 달체계 조직이 있고, 그 속에 다른 

이름의 문가가 양성되어 활동하고 있다는  한 연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책의 최종 수요자인 부모와 

자녀, 학부모와 학생, 가족의 에서 생각한다면, 정책간 

연계가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상 심 정책으로서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

간의 연계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시하고, 연계방안을 탐색해 

본 것으로, 수요자 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 다는 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탐색 인 연구라는 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보다 구

체 인 연계방안을 도출하기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를들면 해외사례나 지역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수요자 심으

로 정책을 연계한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토 로 가족정책과 

학부모정책의 연계방안을 보다 구체 으로 제안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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